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벨기에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 또는 별도 감독기관은 존재하
지 않고, 벨기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FSMA(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에서 국내 발생하는 모든 투자 관련 감
독을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 내 투자 관련 법은 왕령 1995.12.20(Arrêté royal du 20 décembre 1995 relatif aux entreprises
d’investissement étrangères) 내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외의 주요 투자 관련 법규들은 아래와 같다.

- 투자 서비스 및 자문 활동, 포트폴리오관리, 지위 관련 법 (à l’accès à l’activité de prestation de services d’investissement et au
statut et au contrôle des sociétés de gestion de portefeuille et de conseil en investissement) : Loi du 25 octobre 2016
- 돈세탁 및 테러자금 억제 관련 법(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utilisation du système financier aux fins du blanchiment de
capitaux et du financement du terrorisme) : Loi du 11 janvier 1993
- 금융 분야 및 금융 서비스 감독 관련 법(relative à la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et aux services) : Loi du 2 août 2002
- 기업 규칙(Company code) 관련 법 : Loi du 7 mai 1999

벨기에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국가 체제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분권화 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유치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전됐다. 따라서 지방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 및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벨기에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북부의 플란더스 지방, 중부의 브뤼셀 지방, 남부의 왈로니아
지방 등 3개의 지방정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해 담당 지방정부 당국과 협상 후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EU시민이 아닌 사람이 벨기에 내에서 회사(지사 및 연락사무소 포함)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카드(Carte
professionnelle)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 카드 신청은 벨기에 도착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 중인 국가의 벨기에 영사관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벨기에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에는 벨기에 인증기업 창구(Guichet d’entreprise agréé)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벨기에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진출분야에 대한 자격요건(학위 등)을 충족해야 하고 진출계획이
벨기에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 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신청서 2부
- 신청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유효한 여권
- 의료진단서 원본
- 이력서(세부사항 명시)
- 학력증명서
- 창업 목적 및 세부계획이 담긴 레터 1부
- 신원조회증명서 1부

사업자 카드 발급 관할은 2015년부터 3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발급 신청은 해당 대사관 영사과 또는 벨기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를 통해 가능하다(예: A 기업이 브뤼셀 지방에 회사를 세우려는 경우, 대사관 또는 기업창구는 연방정부
가 아닌 브뤼셀 지방 당국으로 접촉하는 형태). 기업창구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받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당국(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에 신청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신청을 받은 각 지방당국은 기업의 진출 세부계획, 신청자의 기술전문

성, 금전성, 회사 운영형태 등 벨기에 진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시행한다. 카드 발급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
확한 발급기간은 파악하기 힘드나 대부분이 3~4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며, 카드 발급 비용은 약 140유로이다. 사업자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이 가능한데,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90 유로이다.

- 관련 링크: http://emploi.wallonie.be/home/travailleurs-etrangers/carte-professionnelle.html

지방별 관련 지방당국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ㅇ 브뤼셀 지방
- 기관명 : Bruxelles Economie et Emploi Direction de la Migration économique
- Tel: +32 (0)2 20413 99
- Fax: +32(0)2 204 15 28
- 주소: Bd du Jardin botanique 20, 1035 Bruxelles

ㅇ 왈로니아 지방
- 기관명: 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
- Tel: +32 (0)81 33439
- Fax: +32 (0)81 334322
- Email: professionalcard@spw.wallonie.be
- 주소: Place de la Wallonie 1, 5100 Jambes

ㅇ 플란더스 지방
- 기관명: Departement Werk en Sociale Economie
- Tel: +32 (0)2 553 08 80
- Fax: +32 (0)2 553 44 22
- 주소: KoningAlbert II- laan 35 bus 20, 1030 Brussels
- Email: beroepskaart@vlaanderen.be

투자인센티브
1) 고용 보조금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기업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
분담금이 무기한 면제되고 있으며 두 번째 고용 근로자의 경우 처음 5분기 동안에는 1,550유로, 그 뒤 4분기 동안에는 1,050유로를, 이
후 4분기에는 450유로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는데, 이
들 근로자에 대해 처음 9분기에는 1,050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 유로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
규 환경 규정에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12% 지원,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
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3) 혁신 박스제도(Innovation Box)

벨기에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유치를 위해 혁신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2017년 2월 2일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6년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고 있다. 벨기에 혁신 박스제도는 기존의 특허수익공제법(La déduction pour revenus de brevets)을 대체하는 제
도로, 기존 적용중인 R&D 지원제도를 포함한다. 혁신박스 제도에 따라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의 벨기에 지사는 총 납세대상 수입 중
혁신(Innovation) 활동에 대한 수익 중 최대 85%까지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법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특허권과 보충적 보호 인정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이하 SPC)
- R&D 활동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 희귀약 지정(Médicaments orphelins)
- 육종자 권리(droits d'obtention végétale)
- 의약품 관련 데이터독점권(exclusivité des données) 및 시장독점권(exclusivité commerciale)

4) 가상이자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2007년부터 자기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상이자율 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투자유치 제도를 도입했다. 가상 이자율이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순자산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면, 은행에 지급
해야 할 대출이자(가상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가상이자율)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가상이자면제의 기
준은 외국기업이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외투기업)에 차관형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혜
택을 받지 못한다.

이 세제는 외국인 유치세제조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로, 벨기에 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세가 전
반적으로 감축되는 동시에 세금 지불 후 투자 수익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자본집약 투자를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
재무관리와 구매 또는 대금결제 업무를 전담하는 자사를 세우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가상이자제도의 적용사례) 자본금 10만 유로, 이자수익이 4천 유로인 기업인 경우

- (공제前) 4천유로 × 명목 법인세율(33.99%) = 1,359 유로
- (공제後) (4천유로–10만유로×가상이자율 2.63%) × 명목 법인세율(33.99%) = 465.6 유로

이렇듯 벨기에 가상이자율 공제제도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율을 낮추고 투자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벨기에에 자본 집중적 투자유치
와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벨기에 내 그룹 회계 등 업무총괄 관련 지사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2019년 적용되는 가상이자율은 0.746%(중
소기업 1.246%)이며, 제도 담당 기관은 아래와 같다.

- 담당기관 :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Cellul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Etrangers
- 전화번호: +32.2579.3866
- 이메일: taxinvest@minfin.fed.be
- 홈페이지:
https://finance.belgium.be/en/ondernemingen/vennootschapsbelasting/belastingvoordelen/notionele_interestaftrek
5) Tax shelter

벨기에 Tax Shelter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부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투자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정부는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벨기에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벨기에 영화 및 영상산업
의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2천명 가량의 투자자들이 10억 유로 규모를 투자했으며,
총 600개 이상의 영화가 이 제도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벨기에 기업 이외의 해외 제작사들 역시 현지 중개제작사를 통해
Tax shelter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할리우드 등 대형 상업영화 제작사들도 이 제도를 이용한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사례
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월부터는 제도 개선을 위해 투자 위험성 감소, 투자금액 한도 인상 등 일부가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TV용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에피소드형식을 취한 시리즈물, 만 0~16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용 드라마 혹은 시리즈물 등이 해당된다. 벨기에 기업 및 벨기에에 진출해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으
며 금융기관, 방송제작사, Tax Shelter 투자 중개업체, 투자대상이 되는 제작사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투자방식으로는 직접투자 방식을 취하며, 벨기에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중개업체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제도 개정 전에는 직접투자
60%, 대출투자 40%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음). 투자자는 전체 작품 제작비용의 50%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투자 한도액은
241,945유로로 제한된다.

투자자는 투자액의 3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세 받아 실질 과세소득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감세 한도액은 750,000 유로로 제
한되며, 투자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투자액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자는 투자금액 회수 안정성을 고려한 2015년 개정법안(la loi du 12.5.2014)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소 10%의 해당하는
금액상환을 보장받고 있다. 해외 영상제작사 역시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으나 작품 대상은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
메이션 장르에 한하며, 반드시 벨기에 영상산업 프로덕션과 합작을 통해 제작돼야만 가능하다.

벨기에 Tax shelter 제도에 관련된 공식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기관명 : Cellue Tax Shelter,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연방 재정부 내 Tax Shelter 부)
- 주소: Boulevard du Jardin Botanique, 50, B-1000 Bruxelles
- 전화번호: +32.2577.6745
- 이메일: taxshelter@minfin.fed.be
- 홈페이지: www.finances.belgium.be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 제한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 이
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
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
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 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
회보장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단속이 강화됐다.

2) 투자 금지

벨기에에서는 따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독성물질, 의약품, 다이아몬드 가공, 연마(Polishing), 가스·전기 공급, 임대
(Leasing), 공공운송, 안보, 몇몇 통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에는 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카지노 등에 대한 사업 역시
당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분야에는 금융재정서비스 당국(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동 분야에 대한 투자 승인은 EU 기업과 EU 외 기업에 대해 승인 과정에서 차
이가 날 수 있으나, EU 외 외국기업이 EEA에 속하는 기업이거나 WTO 협정에 속하는 국가의 기업일 경우 EU 내 기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
용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벨기에에는 국가 차원의 특별경제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정책은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브뤼셀 지방의 경우, 여타 지역 대비 경제 수준이 다소 낮은 지역인 Anderlecht, Bruxelles, Forest, Molenbeek-St-Jean에 투자하는 기
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기업 진출방식,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아래
의 담당 기관으로 연락하는 것을 권한다.

ㅇ 브뤼셀 지방 경제 및 고용부(기업지원부)
- Bruxelles Economie et Emploi(Direction Aides aux entreprises)
- 주소:Bd du Jardin Botanique, 20, 1035 Brussels
- Tel: +32 (0)2 800 34 29
- Fax +32 (0)2 800 34 28
- 홈페이지:www.werk-economie-emploi.irisnet.be

한편, 북부 플란더스 지방 또는 남부의 왈로니아 지방이 경우, 브뤼셀 지방처럼 별도의 경제구역을 두고 있지 않다.

산업단지
ㅇ Aeropole(Zoning Industriel)
규모

120 Ha

위치

1, Boulevard Mayence, 6000 CHARLEROI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32-71-20 28 11
ㅇ 이메일: igretec@igretec.com
ㅇ 홈페이지: www.igretec.com

ㅇ Seneffe-manage Industrial Park
규모

290 Ha

위치

Rue de nimy 53, 7000 Mons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32-71-20 28 11
ㅇ 이메일: info@idea.be
ㅇ 홈페이지: www.idea.be

ㅇ Haut-Sarts SPI Business Park
규모

435 Ha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11 Rue du Vertbois, 4000 Liege
ㅇ 전화: +32-4-230 11 11
ㅇ 이메일: info@spi.be
ㅇ 홈페이지: http://www.spi.be

ㅇ Haasrode Research-Park
규모

180 Ha

위치

Interleuvenlaan, 3001 Leuven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100~130 유로/m2/연간
ㅇ 전화: +32 16 29 97 97(담당자 Mr. Benjamin)
ㅇ 이메일: leuven@aximas.com
ㅇ 홈페이지: https://www.aximas.com/nl/haasrode-research-park.html

ㅇ Science Park of Ghent University
규모

52 Ha

위치

Technologiepark-Zwijnaarde 3, 9052 Gent-Zwijnaarde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ㅇ 홈페이지 : https://www.ugent.be
ㅇ 전화: +32(0)9/264.78.83
ㅇ 이메일 : techtransfer@ugent.be
ㅇ 1986년 설립
ㅇ 겐트대학, 플래미쉬 생명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겐트소재)
ㅇ 주요 연구 분야: 생명공학, ICT
ㅇ 10개 대학 연구소, 8개 연구소, 11개 글로벌 R&D 센터, 60개 하이테크 기업들과 연계

ㅇ GreenBridge Science Park
규모

18 Ha

위치

Wetenschapspark 1, 8400 Oostende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ㅇ 전화: +32 (0)59 24 27 30
ㅇ 이메일: info@greenbridge.be
ㅇ 홈페이지:http://www.greenbridge.be
ㅇ Ostend 소재 과학 연구 단지로 겐트 대학, Pom West-Vlaanderen, Ostend항과 협력하여 운영
ㅇ 주요 연구 분야: 에너지 효율, 환경 친화적 에너지

ㅇ Louvain-la-Neuve Science Park
규모

231 Ha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Place Louis Pasteur 3, B-1348 Louvain-la-Neuve
ㅇ 전화: +32-10-47-80-69
ㅇ 이메일: info-parc@uclouvain.be
ㅇ 웹사이트: www.llnsciencepark.be

ㅇ 1971년 설립
ㅇ 입주 현황: 276개사, 1 대학
ㅇ 주요 부문: 생명공학, 화학, ICT, 엔지니어링

ㅇ Liege Science Park
규모

50 Ha

위치

Rue de Vertbois 11, B-4000 Liege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ㅇ 전화: +32-4-230-11-11
ㅇ 이메일: info@spi.be
ㅇ 웹사이트: www.liegesciencepark.be

ㅇ 입주 현황: 72개사, 1 BIC, 1 대학, 2 전문인큐베이터
ㅇ 주요 부문: 바이오 산업, 우주, 컴퓨터공학, 전자, 엔지니어링

<자료원 : 각 단지별 홈페이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주요 지역별 여건
ㅇ 플란더스 지방
연방국가인 벨기에는 플란더스 지방(북부), 브뤼셀 지방(중부), 왈로니아 지방(남부) 등 3개의 지방으로 구분되며, 지방마다 고유의 자치
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즉, 각 지방정부는 투자 및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무적, 기술 및 실무적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무료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플란더스 지방은 유럽 내에서 투자매력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유럽 2대 항구인 안트워프 항을 비롯해 신차 운송이 활발한
제브리쥬 항구, 바이오 연료 운송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겐트 항구 등 훌륭한 인프라 구축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안트워프를 중심으로 세
계적인 해운,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700여 개의 유럽 물류센터(European Distribution Centers)가 플란더
스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이 외,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4차 산업 육성계획 Vision 2050를 발표하고 IoT, 3D 프린팅, AI, 로봇, 나노테크놀로지 분야 집중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한편, 플란더스 지방은 공업이 일찍이 발달한 까닭에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된 상태라 대지가 부족해 신규 산업단지의 설립이
타 지방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플란더스 지방 내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ㅇ FIT(flanders investment and trade)
- Tel : 0032 2504 87 11
- 메일: invest@fitagency.be
- 주소 : Koning Albert II-laan 37, 1030 Brussels
- 홈페이지 : /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invest/en

ㅇ 왈로니아 지방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초기 광산업을 중추로 삼고 지방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19세기 후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타지방 대비 경제적으로
다소 뒤쳐지게 되었다(2018년 기준 브뤼셀 지방 대비 -7.6%, 플란더스 지방 대비 -2.6%). 이후,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지
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Digital Wallonia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및 전 산업 밸류체인 내 디지털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왈로니아는 플란더스 지방 대비 활용 가능한 부지가 충분하며, 해당 지방의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ㅇ AWEX(L'Agence wallonne à l'Exportation et aux Investissements étrangers )
- Tel : 0032 81 33 28 50
- 메일: welcome@investinwallonia.be –
- 주소 : Avenue des Dessus de lives, 6 B-5101 Namur-Loyers
- 홈페이지 : http://www.investinwallonia.be

ㅇ 브뤼셀 지방
브뤼셀 지방의 경우, EU 본부와 NATO 등 유럽의 행정중심도시로 제조업 분야 기업보다는 대부분 로비,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브뤼셀 지방정부는 최근 브뤼셀을 유럽의 디지털 허브로 삼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bedigital.brussels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IoT, VR, AI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브뤼셀 지방의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ㅇ BIE(Bruxelles Invest&Export)
- Tel : +32 2800 40 00
- 주소 : Chaussée de Charleroi 112, 1060 Brussels
- 홈페이지 : invest-export.brussels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